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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Tight fit 상태에서 BC, 직경, 모서리각 등 하드(RGP 포함) 콘택트렌즈의 변수가 렌즈의 평형위치에 복귀하

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방법: Tight fit 상태에서 여러 렌즈 변수에 대해 렌즈의 평형위치 이탈 거리

에 따른 복원력 및 렌즈 아래 눈물 층 두께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세웠다. 이에 근거하여 눈깜빡임 후 매 순

간 렌즈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분방정식과 수치계산 프로그램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렌즈 변수 변화에 따른 매 순간 렌즈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결과: Tight fit 상태에서는 BC가 감소할수록, 직경

이 커질수록 렌즈 아래 눈물 층의 간격이 두꺼워져 점성저항이 감소하며 결과 평형위치 복귀시간이 단축된다. Tight

fit 렌즈는 모서리 각도가 증가할수록 복원력이 증가하여 평형위치 복귀시간이 단축된다. 이 경우 렌즈아래 눈물 층

의 간격변화는 없다. Flat fit 상태에서 하드(RGP 포함) 렌즈는 BC가 증가할수록, 직경이 커질수록 렌즈 아래 눈물

층의 간격이 두꺼워져 점성저항이 감소한다. 결과 평형위치 복귀시간이 단축된다. 이 경우 모서리각은 운동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결론: Tight 및 flat fit 상태 모두에서 BC가 렌즈운동(평형위치 복귀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서로 반대이다. 렌즈의 모서리각은 tight fit에서만 렌즈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눈깜빡임, tight fit, flat fit, 모세관현상, 표면장력, 감쇄진동, 복원력, 점성, 평형위치, 모서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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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약 착용 중에 있는 콘택트렌즈(CL)가 눈을 깜빡일 때

움직인다면 분명히 움직임 또는 운동의 원동력은 렌즈(물

체)에 작용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렌즈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나누어보면 눈깜빡임 도중에 작용하는 힘과 눈

깜빡임 후 작용하는 힘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힘에

입각한 콘택트렌즈 운동(움직임)에 관한 기본 원리는 앞서

발표한 논문[1-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렌즈운동 이론으로부터 눈깜빡임이 빠를수록(눈깜빡임

주기가 짧을수록), 눈꺼풀-렌즈 마찰력이 클수록(눈꺼풀에

의한 렌즈압박이 클수록) 렌즈는 많이 끌려 올라가지만 일

단 중심에서 이탈된 렌즈가 원래 (중심)안정 위치로 복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눈깜빡임의 빠르기나 눈꺼풀-렌즈

마찰력에 의해 거의 좌우되지 않고 주로 렌즈-각막 사이

눈물층의 간격에 기인하는 복원력 및 점성저항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눈깜빡임 한 주기(사이클)가 끝나면 눈꺼풀은

다음 눈깜빡임이 시작되기 까지 정지 상태에 있게 되므로

콘택트렌즈에 마찰력을 포함한 아무런 힘을 제공하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눈깜박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중심에

서 이탈된 렌즈 위치는 눈깜빡임이 없는 상태에서 원위치

로 복귀하는 시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복

원력의 특성으로 초기 위치는 진동 주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 눈물순환 

콘택트렌즈-각막 사이에 끼어 있는 눈물은 새로운 눈물

에 의해 교체되어야만 생리학적 위험이 적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수직상태에서 착용하고 있는 콘

택트렌즈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중력에 의하여 각막-

렌즈 사이 좁은 틈으로 새어 나오는 시간당 눈물은 틈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 그 량이 대단히 작다. 이것은 마

치 주사 바늘에서 빠져나오는 액이 적은 것과 유사하다.

더욱이 렌즈 착용자가 누워 있는 경우처럼 렌즈-각막 사

이 모세관이 수평으로 존재할 때는 새로운 눈물이 렌즈

가장자리에 도달/접촉하여도 새로운 meniscus 면을 만들

뿐 렌즈-각막 간격 내부로의 침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렌즈가 운동을 할 때는 상태가 달라진다. 이 경

우 렌즈의 이동속력은 점성을 가진 눈물의 이동속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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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며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그 만큼

눈물이 노출된다. 이때 형성된 빈틈으로 뒤이어 눈물이 채

워지게 되며 노출된 눈물은 표면장력에 의해 다시 액면

(meniscus)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 렌즈피팅(flat, tight 피팅)

각막에 콘택트렌즈를 피팅하는 경우 각막곡률과 렌즈곡

률의 상대적인 크기 비에 따라 렌즈가장자리가 각막에 부

착되는 경우(tight fit)와 렌즈 가장자리가 각막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flat fit)가 있을 수 있다. 두 경우 렌즈의 BC를

변화시키는 경우 렌즈 운동의 양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게 될 것이다. 즉 flat fit에서는 BC가 증가할수록 렌즈 운

동이 촉진되는 반면 tight fit에서는 렌즈 운동이 오히려 느

려지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BC 변화에 따른

렌즈-각막사이 눈물층의 두께변화가 서로 반대인 것에 기

인한다. 

앞서 발표한 논문 및 해설[1-6]에서는 주로 flat fit 상태에

서의 렌즈 운동에 관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본 해설에서는

tight fit 상태에서 렌즈 운동의 기초를 다루고자 한다. 

이 론

1. 각막 및 콘택트렌즈 형상의 수식화

각막 위에 tight fit 콘택트렌즈의 평면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각막면은 비구면으로 정점 곡률반

경(BC) ro, 형상인자(장축/단축 비) p인 타원면으로 정의

한다. 그림에서 렌즈는 구형(sphere)으로 BC를 R, 전체직

경을 D, 두께 T, 렌즈 모서리각을 Ψ로 정의한다. 렌즈가

각막면에 부착된 위아래 각 지점을 각각 좌표 A(x1, y1),

B(x2, y2), 렌즈의 곡률중심(회전 중심)을 (X, Y)로 표시한

다. A, B점에서 각막면과 렌즈가 이루는 여러 각을 그림의

우측에 확대하여 표시하였다. 각막 면은 식 (1)~(3)과 같이

타원을 나타내는 식들로 표시할 수 있다.

 (1)

 

 (2)

 (3)

콘택트렌즈를 나타내는 방정식은 구형(sphere)으로 가정

할 때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콘택트렌즈가 각막에 접촉하는 위치(x, y)는 각막을 나

타내는 타원 방정식 (1)과 렌즈를 나타내는 원의 식 (4)의

교점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2. 콘택트렌즈 움직임에 따른 눈물층 간격변화

1) 콘택트렌즈와 각막의 교점

Fig. 1에서 보듯이 tight fit 경우 콘택트렌즈는 움직이더

라도 그 가장자리는 항상 각막에 부착되어 있게 된다. 그

림에서 각막 평면과 렌즈 평면이 만나는 점을 A, B로 정

의할 때 두 점을 있는 선분 는 항상 렌즈직경 D와 같

기 때문에 점 A, B가 각막 위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 길이

는 일정하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5)와 같다.

 (5)

점 B의 위치(좌표)는 A의 좌표에 따라 변하는 양으로서

이들의 함수관계를 원 또는 타원을 나타내는 식 (1)~(5)로

부터 구한다. 식 (5)를 정리하면 식 (6)이 된다.

(6)

각막을 나타내는 식 (1)에 A, B 좌표를 적용한 후 정리

하면 식 (7)~(9)이 성립한다.

 (7)

 (8)

 (9)

식 (9)의 − 부호는 Fig. 1에서 렌즈 하단의 위치는 항상

−인 것에 기인한다. 식 (7)을 (6)에 대입하여 y의 제곱 항

을 소거한 후 (8), (9)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x2와 x1의 함수

관계가 식 (10)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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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the edge shape of contact lens being

contact with cornea (tight f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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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방근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식 (11)로 간략화된다.

 

 (11)

식 (11)의 해로부터 렌즈하단의 위치(x2)는 상단의 위치

에 1:1 대응된다. 이들 해를 식 (8), (9)에 대입하면 양자의

위치(y) 역시 x1의 의해 결정된다.

2) 콘택트 렌즈의 중심 좌표

앞서 논문 및 해설[1,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렌즈에 작

용하는 복원력(복귀력)은 렌즈가장자리와 각막이 이루는

간격에 형성되는 눈물의 meniscus에 기인한다. 우선 렌즈

가장자리와 각막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면 눈물간격은 이

각도에 비례할 것이다(Fig. 1). 이 각도는 Fig. 1의 A, B에

서 렌즈 및 각막의 접선의 교각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 우선 각막 상에서 렌즈면의 방정식을 구한다.

렌즈를 나타내는 식 (4)에 A, B 좌표를 적용하면 식

(12)~(15)가 얻어진다.

 (12)

 (13)

 
 (14)

 (15)

렌즈중심 좌표(X, Y)는 식 (13), (15)를 연립시켜 (x1, x2)

의 함수로 구한다(식 (16)~(19)).

 (16)

 (17)

 

 (18)

 (19)

이제 콘택트렌즈가 이동할 때 렌즈중심(X, Y)은 식 (16),

(17)에 따라 렌즈가장자리 위치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3) 렌즈 이동거리 s에 따른 렌즈좌표 변화

Fig. 1에서 렌즈가 각막에서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거리 s는 식 (20)과 같이 각막 상에서 좌표(x, y) 변화로

유도해야 한다.

(20)

4) 콘택트렌즈 가장자리에서 형성되는 각막-렌즈 사이

눈물간격

Tight fit 상태에서 렌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눈물간격

은 Fig. 1의 우측의 확대 그림에서 보듯이 상하 렌즈 가장

자리에서 각막과 렌즈가 이루는 각도 θL 또는 θ 'L와 렌즈

두께 T의 곱으로서 렌즈두께가 일정하면 눈물간격은 간격

에 비례한다. 이 각도는 A, B점에서 각막 및 렌즈면의 접

선기울기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A점: 각막의 접선이 x 축과 이루는 각도를 φc, 렌즈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φCL, 렌즈모서리 각을 Ψ, 눈물간격

을 δ로 정의하면 식 (21)~(23)이 성립한다. 

 (21)

 (22)

 (23)

여기서 제반 각도는 식 (24), (25)로 표현되는 접선기울

기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24)

 (25)

B점: 각막의 접선이 x 축과 이루는 각도를 , 렌즈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 렌즈모서리 각을 Ψ, 눈물간격

을 δ'로 정의하면 식 (26), (27)이 성립한다. 

 (26)

 (27)

여기서 제반 각도는 식 (28), (29)로 표현되는 접선기울

기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28)

 (29)

렌즈가 각막위 평형 위치에서 일정 거리 위 또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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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게 되면 A, B 점의 좌표(x, y) 및 렌즈의 중심 좌

표(X, Y)가 식 (8)~(19)에 의해 결정되고 이들 값을 식

(21)~(29)에 적용하면 렌즈 가장자리 눈물 간격을 구할 수

있다.

4) 콘택트렌즈 중심부분에서 형성되는 각막-렌즈 사이

눈물간격

Fig. 2에서 x 축상의 렌즈 중심을 O', 렌즈직경 와 x

축의 교점을 H, 각막 및 렌즈 정점을 각각 C, C'로 정의

할 때 최대 눈물두께 L 또는 는 식 (30)로부터 구할

수 있다. 

 (30)

최대 눈물두께 L은 다시 식 (31)로 정리한다.

 (31)

 이므로

 (32)

 (33)

 

는 각막곡선 식 (2)로부터 식 (34)과 같이 구한다.

 (34)

식 (34)를 식 (33)에 대입한 후 식 (32)을 식 (31)에 적

용하면 눈물두께 L을 설명하는 함수가 식 (35)로 유도

된다.

 (35)

이제 L은 렌즈 변수 R(base curve) 및 D(직경)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3. Tight Fit 콘택트렌즈의 운동방정식

1) 렌즈의 움직임에 따른 복원력

렌즈↔각막 눈물층 간격을 δ, 액면을 구면으로 가정하

면 액면 내 외부의 압력차 Δp는 식 (36)과 같이 간격에 반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된다.

 (36)

여기서 σ는 눈물의 표면장력, Φ는 눈물면의 렌즈에 대

한 접촉각으로서 액체의 부착력이 클수록 이 각도는 작아

진다. 본 해설에서는 렌즈는 친수성이 강하고 또한 눈물의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Φ값을 0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렌

즈 위쪽 눈물 면 안팎의 압력차는 식 (37)와 같이 표면장

력에 비례하고 눈물간격에 반비 례하게 된다. 

 (37)

마찬가지로 아래 쪽 압력차(Δp')는 식 (38)과 같다.

 (38)

이 힘은 면적당 작용하는 것이므로 움직임에 따른 렌즈

전체에 작용하는 복원력, Frest은 식 (39)과 같이 압력차에

렌즈면적, ACL을 곱한 양에 비례할 것이다.

 (39)

여기서 δ, δ'는 각각 식 (23), (27)로부터 값이 결정되며,

k는 상수로서 렌즈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렌즈 둘레

에 걸쳐 눈물 간격은 변화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을 보정하는 값으로 정의하고 측정 결과로부터 추정한다.

이때 렌즈 이동에 따른 눈물간격 변화는 수직축이 최대이

고 수평축은 거의 없다.

2) 렌즈-각막 사이 눈물층의 점성 저항력 

눈물과 같은 점성 액체가 렌즈 및 각막과 같은 고체표

면에 접촉할 때는 항상 고체 표면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

다. 표면 근처에는 액체의 얇은 경계 층이 형성되며 액체

는 고체 표면에서 고체에 대한 상대속도가 거의 0이 된다.

즉 고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게 된다. 눈물

층을 사이에 두고 정지 상태의 각막 위에서 운동하는 렌

즈는 두 평행판 사이의 액체운동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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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shape of lacrimal layer

in the tight fitte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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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에 대해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렌즈에서 눈물의 유속

은 각막표면에서는 거의 0이지만 렌즈 쪽으로 갈수록 연

속적으로 증가하여 렌즈 안쪽면에서 최대값 v에 이른다.

렌즈가 속도 v로 평행 이동할 때 눈물 층은 찌그러지게

되며 이러한 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렌즈 면에는 힘

Fviscous가 작용하고 각막 표면에는 이 힘과 반대방향의 힘

이 작용할 것이다. 이 힘은 속도가 빠를수록 눈물 층(평

균)두께(<L>)가 얇을수록, 렌즈면적(ACL)이 클수록, 눈물

의 점성(점성계수 η)이 클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이 힘은

식 (40)으로 표현할 수 있다. 

 (40)

이러한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저항력은 눈꺼풀에 렌즈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눈물층 두께는 위치

에 따르기 때문에 평균두께를 취하여야 하지만 tight fit에

서는 렌즈 중심 부분에서 눈물두께가 최대이므로 식 (35)

로 표현되는 최대 눈물두께로 대체하기로 한다.

 (35)

렌즈가 움직(운동)이는 경우 눈물의 점성 때문에 발생하

는 저항력 Fviscous는 식 (40)에 식 (35)을 대입하여 구한다.

Rm은 계산 값과 실제 값을 조정하기 위한 비례 상수로 그

값을 측정결과로부터 추정한다.

3) 눈깜빡임 종료 후 렌즈의 자유운동

눈깜빡임 한 주기가 종료 후 다음 눈깜빡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눈꺼풀이 콘택트렌즈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렌즈에는 눈꺼풀에 의한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눈물 층 간격변화에 따른 복원력과 렌즈속도에 비례하는

점성저항력이 작용하여 렌즈는 감쇄진동을 하게 된다. 즉

렌즈는 눈꺼풀이 렌즈를 벗어난 순간 결정되는 위치(초기

위치)로부터 감쇄진동이 시작된다. 렌즈의 운동방정식은

뉴톤의 운동법칙으로부터 가속도는 작용하는 모든 힘 즉

점성저항력과 복원력의 합에 비례한다는 식 (41)로부터

구할 수 있다[3-5]. 이때 눈꺼풀에 의한 마찰력은 없다.

 

 (41)

이 방정식의 수치 해를 구하기 위한 초기 조건은 식

(42)와 같다. 

 (42)

이 식에서 눈깜빡임이 끝나는 시점은 눈깜빡임의 주기

T와 동일하며 렌즈의 초기위치 yo 및 렌즈의 초기 속력 vo

를 결정하는 방법은 눈꺼풀에 의한 렌즈이동을 예측하는

논문[3,4]에 설명되어 있다. 

복원력이 관여하는 운동은 그 특성상 진동주기는 초기

위치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눈깜빡임 후 렌즈 운동은 초기

속도를 0로 간주하고 렌즈의 초기 위치를 눈깜빡임 직후

최대 위치로 대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눈깜빡임 후

매 순간 콘택트렌즈의 위치는 식 (41)의 수치해석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구한다. 눈깜빡임 후 렌즈 운동은 눈물 층

간격이 좁아질수록 복원력이 커지며 진동은 빨라진다. 즉

복원력이 클수록 진동주기가 짧아진다. 이와 동시에 눈물

층 간격이 좁아질수록 점성저항이 증가하여 평형위치에

빨리 도달하게 된다. 즉 눈물층 간격이 좁아질수록 진폭

감쇄속도가 빨라진다. 

결과 및 고찰

비구면(타원) 각막 위에 가장자리가 부착되어 움직이는

렌즈의 운동은 해석 해가 존재하지 않아 렌즈 변수를 몇

가지 지정하고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렌즈 변수

에 따른 렌즈운동을 살펴본다. 편의상 각막형상은 중심곡

률반경(ro) 7.5 mm, 형상인자(p) 1.1인 타원체로 가정한다.

1. 렌즈위치 관련함수의 수치해석 예

식 (11)의 수치해로부터 렌즈 상 하단(Fig. 1) 좌표 (x1,

x2)의 함수를 구한다. 식 (20)의 수치해로부터 렌즈의 움직

인 거리 s와 렌즈위치(x1, y1)의 관계식을 구한다. 렌즈 직

경이 변하면 각 직경에 대해 (x2, x1), (x1, y1) 및 (y1, s1)와

같은 함수가 식 (43)~(54)과 같이 결정되며 이 식들을 이

용하여 복원력 및 저항력 및 운동방정식을 계산한다. 렌즈

직경을 일정하게 두고 BC 값을 변화시키는 경우 특정

직경에 대해 BC 변화에 따른 위치관련 함수는 변하지 않

는다.

1) 렌즈직경(D) 7.8 mm인 경우 

(43)

 (44)

 (45)

 (46)

 

 2) 렌즈직경(D) 8.0 mm인 경우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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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50)

 

3) 렌즈직경(D) 8.2 mm인 경우 

(51)

 (52)

 (53)

 (54)

2. 복원력 변화

렌즈가장자리가 각막에 부착된 채 움직이는 tight fit 경

우 flat fit에서와 마찬가지로 렌즈가장자리에 에 형성되는

각막-렌즈 사이 눈물의 액면은 그 형상이 meniscus로 액면

에 수직 바깥으로 간격에 반비례하는 모세관현상에 따른

힘이 작용하는 사실은 이미 발표되었다[1,2]. 이 힘은 눈깜

빡임에 의해 중심에서 이탈한 렌즈가 평형위치로 복귀하

는 데 필요한 원동력(복원력)이 되며, BC, 직경, 모서리 각

도, 두께 등 렌즈 변수가 이러한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편에서 유도한 식들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 및 의미를 고찰하였다. 

1) 렌즈 BC 변화에 따른 복원력 

각막형상, 렌즈직경, 모서리각도 및 렌즈두께가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BC 값 변화에 수반하는 렌즈가장자

리 눈물 층 간격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렌즈 위부분

의 가장자리 간격(Edge Gap)을 δ, 아래쪽 간격을 δ '라고

둘 때 BC가 증가할수록 δ 및 δ ' 모두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렌즈가 각막에 부착되는 힘은 δ  또는 δ '에 반비

례하기 때문에 BC가 작을수록 렌즈부착력은 증가한다. 이

경우 렌즈 착용자는 더 tight 하게 느낄 것이다.

또한 평형위치로부터 이탈 거리를 s로 표시할 때 렌즈

가 각막위에 평형상태(s=0)에서는 렌즈의 상하 가장자리

눈물 간격이 동일하지만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 경우

모든 BC 값에 대해 이탈거리(s)가 클수록 눈물 간격 크기

(Edge Gap; Up, Down; δ ', δ )는 작아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하(Up/Down) 눈물간격의 차이, δ−δ '는 s

가 클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 증가에 따른 (평균) 눈물두께 감소는 렌즈가 움직일수

록 렌즈 부착력은 더 커진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렌

즈 착용자는 렌즈가 움직일수록 더 tight하게 느낄 것이다.

하지만 s 증가에 따른 δ~δ ' 증가는 복원력도 따라서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렌즈 운동은 전형적인 주기

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BC값에 대한 δ~δ '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3에서 보듯이 BC 값이 증가하여도 δ~δ ' 값

은 일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복원력 Frest은 식 (55)와 같이 간격의 역수의 차

이에 비례한다.

 (55)

식 (55)의 우변에서 BC가 증가하여도 δ−δ '는 변하지

않지만 δδ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원력은

BC가 증가하면 감소하게 된다.

복원력의 감소는 주기 운동에서 운동 주기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복원력만 존재한다면 렌즈 운동은 느려

진다. 실제로는 BC 변화에 따른 운동을 방해하는 눈물의

점성에 기인하는 저항력이 변하게 되므로 복원력은 증가

하여도 이러한 저항력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운동은 느

려지게 될 것이다. 

2) 렌즈직경 변화에 따른 복원력 

각막형상, 렌즈 BC, 모서리각도 및 렌즈두께가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을 때 직경(D) 변화에 따른 렌즈가장자리

눈물 층 간격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렌즈직경이 증

가할수록 Fig. 3의 결과와는 반대로 δ 및 δ ' 값이 작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막형상이 비구면으로 중심

에서 바깥으로 향할수록 곡률이 완만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직경이 커질수록 간격감소로 인한 렌즈부착력이 더

증대되어 렌즈 착용자는 더 tight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렌즈가 움직이는 경우 이탈거리 s가 증가할수록 δ 및 δ

값은 감소하고 δ ~δ  값은 증가한다. 직경변화에 따른 δ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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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edge gap and BC varying the

off-center displacement from s=0 mm to s=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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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변화는 BC 변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직경이 증가하는 경우 식 (55)로부터

δ~δ  값에 변화가 없어도 δδ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복원력이 증가하게 된다. 복원력만 존재한다고 가

정하면 직경이 클수록 렌즈운동은 빨라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총체적인 렌즈운동은 2.1)에서와 같이

눈물층의 점성저항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렌즈모서리 각도변화에 따른 복원력

Tight 피팅 렌즈의 모서리 각도 및 두께 모양을 flat fit

경우와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Tight fit에서는 렌

즈모서리 각도 Ψ와 렌즈두께 t에 의해 눈물 액면의 두께

δ가 결정되는 현상은 식 (26), (27)에서 뿐만 아니라 그림

(Fig. 5 왼쪽)에서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의

오른쪽 flat fit에서 렌즈모서리 각 Ψ와 t는 액면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렌즈 모서리 각도를

30o 단위로 변화시킬 때 간격변화를 Fig. 6에 나열하였다.

눈물 간격은 모서리 각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원력은 눈물간격에 반비례하기 때

문에 모서리 각도 증가는 복원력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Flat fit 상태에서 모서리 각도는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하지만 tight fit 상태에서는 렌즈 가장자리 형상이 피

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프트렌즈에

서는 flat fit인 경우에도 렌즈 가장자리가 각막에 닿아 있

기 때문에 tight fit와 경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3. 눈깜빡임 후 렌즈의 원위치 복귀

앞서 제 2장에서는 렌즈가 각막 위 평형위치에서 이탈

했을 때 발생하는 복원력의 속성과 렌즈 직경, BC, 모서

리각도, 두께 등 요소가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

명하였다. 복원력은 위치에만 관계되는 속성을 가지며 이

힘의 크기에 따라 렌즈가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움직

이는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렌즈가 움직이면 렌즈-각

막 사이 눈물 층은 렌즈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점성 저항

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론부분 제 2장

2)에서 설명하였다. 렌즈가 평형위치에서 이탈하면 위치에

관련된 복원력과 렌즈의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합해

져 작용하며 이 힘에 따른 운동방정식에 의해 렌즈 운동

이 결정된다. 

눈깜빡임 도중에는 렌즈와 눈꺼풀이 접촉상태에 있어

복원력 및 저항력 외에 눈꺼풀-렌즈 사이 마찰력이 추가

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는 눈꺼풀-렌즈 마찰력이 상대적

으로 복원력 및 점성저항력 보다 월등히 커서 이 때 렌즈

운동은 주로 눈꺼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표한 해설자료[5]에 있다. 또한 눈깜빡임 도

중에는 렌즈 운동을 관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눈

깜빡임 종료 후에는 눈꺼풀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며 중심으로부터 이탈된 위치에서 원래 안정 위치

로의 복귀는 복원력 및 점성저항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

만 실제로는 점성저항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을 관찰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복원력과 점성저항력의 상대적인 크기가 렌즈운동에 주

는 영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Fig. 7에 나열하였다.

Fig. 4. Relationship between edge gap and diameter varying

the off-center displacement from s=0 mm to s=1 mm. 

Fig. 5. Comparison of edge shape between tight fit and flat fit.

Fig. 6. Relationship between edge gap and edge angle of the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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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저항력이 대단히 작은 경우(그림 (a), (c)) 렌즈는 복원

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진폭감소가 거의 없이 평형위치 전

후로 진동을 하게 된다. 그림 (a)는 (c)에 비해 복원력이

작기 때문에 진동주기가 긴 것을 알 수 있다. 즉 (c)는 (a)

에 비해 렌즈 움직임이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점성

저항력이 대단히 큰 경우(그림 (b), (d)) 진폭은 급격히 감

소하는데 복원력이 클수록 원위치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그림 (d)에서 알 수 있다. 실제 착용렌즈는 눈물의 점성에

기인하는 저항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b), (d)와 같은 운동

을 하게 되며 이 경우 렌즈변수에 따라 원위치로 도달하

는 시간이 결정되며 현실적으로 이 시간 간격은 측정 가

능한 물리량이다. 또한 이 시간간격으로부터 역으로 렌즈

운동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 BC 변화에 따른 평형위치로의 복귀시간 

Tight fit 상태에서는 BC가 증가할수록 식 (35)에 따라

렌즈 중앙부분의 눈물두께가 얇아진다. Fig. 8의 좌측(BC

큼)이 우측(BC 작음)에 비해 눈물층이 더 얇은 것을 직관

적으로도 알 수 있다. 렌즈가 운동하는 경우 눈물층이 얇

을수록 저항력이 커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커진다. 따라

서 운동이 느려지고 평형위치 도달 시간이 길어진다. 이것

을 입증하기 위해 이론 편에서 유도한 운동방정식을 사용

하여 BC 변화에 따른 눈깜빡임 후 매 순간순간의 렌즈위

치를 Fig. 9에 모사하였다. 이론적으로 평형위치에서 이탈

한 렌즈가 평형위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므

로 현실적으로 이탈거리의 10%에 도달하는 시간을 평형

위치로 간주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BC가 증가할

수록 평형위치 도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직경 변화에 따른 평형위치로의 복귀시간

Tight fit 상태에서는 렌즈직경이 증가할수록 식 (35)에

따라 렌즈 중앙부분의 눈물두께가 BC 경우와는 반대로

두꺼워진다. 따라서 직경이 증가할수록 운동에 대한 저항

력은 감소한다. 눈깜빡임 후 매 순간 렌즈위치를 나타낸

Fig. 10에서 평형위치(현재위치/최대위치=0.1) 도달시간이

직경이 증가할수록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C

변화에 비해 도달시간 변화는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BC

와 직경 중 어느 쪽이 피팅 상태에 영향을 더 미치는가 묻

는다면 단연 BC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렌즈 모서리각도 변화에 따른 평형위치로의 복귀시간

렌즈 직경 및 BC 값을 유지한 채 모서리 각도를 변화시

Fig. 7. Time dependence of the displacement from equilibrium

position where the relative magnitude of restoring force

and the viscous resistance varies.

Fig. 8. Comparison of central lacrimal layer under the lens

where the BC is small or large.

Fig. 9. The effect of BCs on time dependence of normalized

displacements. 

Fig. 10. The effect of diameters on time dependence of

normalized dis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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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경우 렌즈 중심 부분 눈물 층 두께는 변화가 없고

Fig. 6에서 보듯이 모서리각도가 증가할수록 렌즈 가장자

리 눈물간격은 좁아진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간격감소로

복원력이 증대되어 렌즈 운동은 빨라지게 된다. 렌즈 복귀

도중 매 순간 순간 렌즈 위치를 Fig. 11에 모사하였다. 중

심 눈물두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도변화에 따른 점성

저항력 변화는 없다. 그러나 Fig. 3 및 Fig. 4에서 보듯이

이 경우도 렌즈 이동에 따른 간격변화가 발생한다. 또한

모서리 각도 60o와 150o 사이 간격비는 Fig. 6로부터 약 5

배이며 이 값을 식 (55)에 적용하면 150o에서 복원력이 대

략 60o보다 25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렌즈의 모

서리 각도가 커질수록 복원력이 증대된다. 따라서 렌즈 운

동이 빨라져 Fig. 11에서와 같이 평형위치 도달시간이 짧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flat fit 상태에서는 존

재하지 않는 tight fit에서 독특한 현상 중 하나이다.

4) Flat Fit과 Tight Fit 상태에서 복귀시간 비교

하드(RGP 포함) 콘택트렌즈를 tight 및 flat 피팅한 상태

에서 눈깜빡임 직후 렌즈가 평형위치로 복구하는 매 순간

의 위치를 초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분당 500 frame 속도

로 촬영한 후 그 결과[6]를 Fig. 12 및 Fig. 13에 나타내었

다. Tight fit 상태 Fig. 12에서 BC 8.0 mm가 8.2 mm로 커

짐에 따라 복귀시간이 0.58초에서 1.24초로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flat fit Fig. 13에서는 8.0 mm BC

가 8.2 mm로 증가함에 따라 복귀시간이 0.15초에서 0.08

초로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BC에서도

각막 형상에 따라 tight fit이 될 수도 있고 flat fit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 설명은

다음 절에 제시하였다. BC 변화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flat fit에서 복귀시간이 tight fit에 비해 월등히 짧고 BC 영

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Flat fit 상태에서 BC 변화에 따른 눈물간격 변화에 대

한 상세한 계산은 이미 발표된 논문[1-3]에 소개되어 있다.

평균적인 눈물층의 두께는 flat fit에서 더 크기 때문에 식

(55)에 따른 저항력이 flat에서 월등히 작아 그림에서 보듯

이 flat fit에서 복귀시간이 tight fit에 비해 현저히 짧다. 또

한 식 (35) 및 Fig. 8에 따라 tight fit에서는 BC 증가에 따

라 눈물간격이 좁아져 저항력이 커지고 결과 복귀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lat fit에서 BC 증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BC에 대한

렌즈가장자리의 눈물간격을 개략적으로 모사한 Fig. 14에

서 보듯이 BC 증가는 눈물층 두께로 이어져 저항력 감소

를 초래하고 복귀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Fig. 11. The effect of edge angles on time dependence of

normalized displacements.

Fig. 12. Off-center displacement after blink against time where

the BC of tight fitted lens are 8.0 mm (up) and 8.2

mm (below).

Fig. 13. Off-center displacement after blink against time where

the BC of flat fitted lens are 8.0 mm (up) and 8.2 m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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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ght 및 Flat Fit 평가기준

Fig. 12 및 Fig. 13의 결과로부터 두 개의 동일한 BC에

서 한 경우는 tight fit이 되고 다른 경우는 flat fit이 될 수

있다.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각막의 형

상은 동일하고 K 값이 다른 경우 K 값이 큰 쪽이 tight fit

이 될 수 있다. 둘째 각막의 K 값은 같을 때 각막 형상이

각막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더 완만해지는 경우 완

만한 쪽의 렌즈가장자리가 각막에 닿아 tight fit이 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flat fit이 될 수 있다. 셋째 각막의 형상

및 K 값이 서로 다른 경우는 tight/flat 판단이 간단하지 않

다. 각막 형상을 나타내는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거나 세극

등 현미경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각막을 K 값 7.5 mm, 형상인자 p=1.1인 타원

체로 간주 할 때 직경 8 mm인 하드렌즈(RGP 포함)는 BC

값이 9 mm까지는 가장자리가 각막에 부착되는 tight fit

상태가 되고 9 mm 이상에서는 가장자리가 벌어지는 flat

fit이 된다.

세극등 현미경을 사용할 수 없는 안경원에서는 피팅 평

가는 BC를 몇 단계 올리거나 내리면서 평형위치 복귀 시

간이 BC 변화에 따라 빨라지거나/느려지거나를 관찰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평형위치 복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광학적인 시력교정에 지장이 초래하고 눈깜빡임이 반복됨

에 따라 중심 위치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tight fit 상태에서 렌즈 움직임을 촉진시키기 위해

BC를 너무 감소시키면 각막 가운데 부분의 눈물두께가 너

무 두꺼워져 산소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Flat fit 상태에서

는 가장자리 부분이 눈물이 두꺼워 산소확산이 저해될 수

있으나 열려 있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해설7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산소확산 측면에서는 다소 눈깜빡임에 의

한 펌핑 효과에 의한 이득을 볼 수 있다. 

결 론

Tight fit 상태에서 하드(RGP 포함) 콘택트렌즈는 

1) BC가 감소할수록, 직경이 커질수록 렌즈 아래 눈물

층의 간격이 두꺼워져 점성저항이 감소한다. 그 결과 평형

위치 복귀시간이 단축된다.

2) 모서리 각도가 증가할수록 복원력이 증가하여 평형위

치 복귀시간이 단축된다. 이 경우 렌즈아래 눈물 층의 간

격변화는 없다.

Flat fit 상태에서 하드(RGP 포함) 콘택트렌즈는

3) BC가 증가할수록, 직경이 커질수록 렌즈 아래 눈물

층의 간격이 두꺼워져 점성저항이 감소한다. 그 결과 평형

위치 복귀시간이 단축된다.

4) 렌즈 모서리각은 렌즈 운동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

한다.

BC 변화에 관계없이 flat fit 렌즈는 tight fit 렌즈에 비

해 렌즈 운동에 따른 렌즈 가장자리 간격변화 및 렌즈 아

래 눈물층 두께 변화가 커서 운동이 촉진되며 따라서 평

형위치로의 복귀시간이 훨씬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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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between the thickness of edge layer of

flat-fitted lens whose bc are either small or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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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view article was written to determine the effects of parameters characterizing a hard contact lens

(RGP included), such as BCs, diameters, edge angles, on the time interval for tight fitted lens to return to the

equilibrium when it was decentered from blinking. Methods: A mathematical formulation was established to

relate or calculate the restoring forces and thickness of lacrimal layer beneath the cornea with the various lens

parameters when the tight fitted lens was decentered from blinking. Based on this formulation the differential

equations and their numerical solution program were set up to describe the time dependence of the lens on the

position and to estimate the time for the lens's return to the equilibrium after blink.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time interval for the tight fitted lens to return to the equilibrium decreases as either the BC decreases or the

diameter increases because both the reduction in BC and increase in diameter result in the increase in the lacrimal

layer thickness between the lens and cornea increase which yielded the lowering of the viscous friction in the lens

motion. As the edge angle of tight fitted lens increases the time for recentering decreases due to the increase in

restoring force without change in lacrimal thickness beneath the lens. In the case of flat fitted hard lens (RGP

included), the lacrimal layer thickness under the lens increases as either BC or diameter increases which results in

reduction in viscous friction so that the time for the lens's return to the equilibrium were to decrease. The edge

angle of flat fitted lens does not affect the lens motion. Conclusions: The effect of BCs on the lens motion (time

to approach the equilibrium) was concluded to be significant with both tight and flat fitted lens where its results

are contrary with each other. The edge angle of lens only affects the motion in tight fitted lenses.

Key words: blink, tight fit, flat fit, capillary phenomena, surface tension, damped oscillation, restoring force, vis-

cosity, equilibrium position, edge angle


